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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stract

• 본 기술은 특정 단백 질에 특이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단일클론 항체가 결합된
비드와 형광이 표지된 마이크로스피어를 결합시킨 마이크로스피어-비드를 이
용하여 미량으로 존재하는 단백질 정량 방법에 관한 것임

Advantages of this Technology

• 1개의 시료로 동시에 여러 개의 단백질에 대한 정량분석이 가능하고, 극미량
의 농도 및 다양한 농도의 생체분자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, 단백질의 분석, 질
병 진단, 치료제 개발 등에서 유용

Key Technology Highlights

δ-카테닌단백질의항체를결합시킨마이크로스피어-비드

• δ-카테닌 과발현 세포주인 M6A 세포 용해액 내 δ-카테닌 단백질을 검출하기 위해
질량별(1, 2.5, 5, 10, 20㎍) Western blot을 수행한 결과, 1㎍ 수준에서는 주어진 조
건의 Western blot으로 검출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함

• δ-카테닌 단백질에 대한 단일클론 항체가 결합되어 있는 비드를 제작하고, 상기 비
드를 인식할 수 있는 피코에리트린(phycoerythrin, PE)이 표지된 검출항체를 이용하
여 검출함

• 마이크로스피어-비드 방식으로 M6A 세포 용해액 내 δ-카테닌 단백질을 분석한 결
과, 마이크로스피어 비드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d-카테닌 항체의 양이 5, 8, 12 ug
중 5 ug 일 때 가장 직선성이 좋은 정량결과를 보였음

• δ-카테닌 과발현 세포주인 M6A 세포 용해액 내 δ-카테닌 단백질을 검출하기 위해
질량별(1, 2.5, 5, 10, 20㎍) Western blot을 수행한 결과, 1㎍ 수준에서는 주어진 조
건의 Western blot으로 검출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함

• δ-카테닌 단백질에 대한 단일클론 항체가 결합되어 있는 비드를 제작하고, 상기 비
드를 인식할 수 있는 피코에리트린(phycoerythrin, PE)이 표지된 검출항체를 이용하
여 검출함

• 마이크로스피어-비드 방식으로 M6A 세포 용해액 내 δ-카테닌 단백질을 분석한 결
과, 마이크로스피어 비드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d-카테닌 항체의 양이 5, 8, 12 ug
중 5 ug 일 때 가장 직선성이 좋은 정량결과를 보였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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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체희석비율및 배양액내의단백질정량

• 검출 항체의 희석 비율은 1:1, 1:10 모두에서 비슷한 직선성 및 비슷한 양상의 직선의
방정식이 구해졌지만 검출의 민감도를 고려한다면 1:1의 희석비율이 가장 적합한 것
을 확인함

• 세포 배양 배지 내의 δ-카테닌 단백질을 검출하기 위해 마이크로스피어-비드 방식으
로 분석한 결과, 6, 24, 72 h 시간 동안 M6A 세포를 배양한 배양액 내의 d-카테닌 단
백질의 양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을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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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ventor Information

TRL

• 질병의 진단용 키트에 적용 가능함

• 단백질 시그널 등의 연구용 시약에 적용 가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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